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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론

재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. 지진, 태풍, 황

사와 같은 자연재난을 넘어 화재, 붕괴, 침몰 등의 사

회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

안전대책, 재난피해자 회복을 위한 서비스 개발 요구

가 늘어나는 것이다. 재난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각

한 외상(trauma)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, 외상은 개인

의 삶을 강하게 뒤흔들만한 아주 심한 스트레스 사건

을 뜻한다1).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PTSD(post 

traumatic stress disorder)와 급성스트레스장애, 우울증, 

불안증세 등을 겪는데, 그렇다고 모두가 부정적 증상

을 호소하는 건 아니다. O’Leary와 Lckovics2)의 연구에 

의하면, 외상사건 이후 사람은 크게 네 경우로 분류되

어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외상사건 이

후 기능 수준이 매우 저하되어 병적상태로 빠지는 경

우, 사건이후 회복을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기능저하

를 보이는 경우, 사건 전으로 회복하는 경우, 그리고 

오히려 사건 전보다 더욱 성장하여 긍정적 변화를 나

타내는 경우이다. 그렇다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

내는지를 파악하여, 보호요인은 강화시키고 취약요인

은 제거하거나 완충하는 것이 추후 예방 및 개입에 있

어 최우선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, 특히 O’Leary

와 Lckovics2) 모델 중 외상 후 긍정적 심리변화를 보인 

마지막 경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. 그러나 국

내연구를 살펴보면,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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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와 삶의 적응을 검증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실

정이다. 외상연구는 대부분 신체적 폭력, 성폭력, 암 질

환 등을 겪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고, 재난연

구는 소방관 등 재난구호관계자를 대상으로 삼았거나 

해당 재난이 발생한지 2년 이상 경과되어 측정에 어려

움을 지닌 연구가 많다.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재난피해

자를 중심으로 외상과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를 측정

하고, 예측변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

요 연구문제로 두었다. 즉,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외상 

후 위기의 작용 기제를 규명해보고자 한다. 이에 선행

연구를 개관한 후 위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

에서 사회적 지지를 잠정적인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였

다. 두 번째 연구문제는 외상 후 성장이 없는 경우를 

고려하여 설정하였다. 외상 후 성장이 없다고 해서 재

난 후 삶을 불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3). 매우 충격적

이고 위협적인 사건에 노출된 이후, 일반적으로 개인

은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지만, 그 수준은 개인

적 특성, 외상 경험요인, 회복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

해 달라지기 때문이다4).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반적으

로 외상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지지만, 

이 관계를 더욱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

소득의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.

1.1 외상 후 성장

재난피해자 중에는 재난을 발판으로 삼고 성장하는 

사람들이 존재한다. 이는 외상 후 성장(Post Traumatic 

Growth; PTG)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데, 외상을 경

험한 뒤 외상경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넘어서 더 

건강하고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

한다1,3). 외상 후 성장을 한 사람들은 인생의 유한함을 

체험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통찰함에 따라 자기상, 대

인관계, 삶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감사하게 된다. 그

리고 인생의 주요목표를 새로 설정하고, 자신의 강점

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, 친밀한 관계의 

중요성을 인식하고, 때론 영적인 변화를 꾀하기도 한

다. 외상 후 성장 개념수립에 있어 중요한 점은 ‘주관

성’이다. 사건 자체의 객관적 특성보다는 개인의 지각, 

그에 따른 부정적 심리반응을 기반으로 외상을 정의하

기에 좀 더 폭넓고 주관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5,6). 

외상 후 성장 관련 여러 이론적 모형중 Tedeschi와 

Calhoun의 모델은 외상 후 성장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

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평가 된다5,7). 외상사건

은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의 신념과 목표, 세계관을 뒤

흔들어 무너뜨린다. 개인은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

난건지,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와 같은 혼란스러운 삶

의 이야기를 겪게 되고, 이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

통을 경험한다. 처음에는 자동적으로 사건에 대한 침

습적 반추(intrusive rumination)가 반복되는데, 자기노

출,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를 통해 점점 

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현재 취할 수 있는 태도, 행

동은 무엇인지 등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의도적 반

추(deliberate rumination)로 넘어가게 된다. 마침내, 개인

은 기존의 목표와 세계관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음을 

깨닫고 새롭고 정교한 삶의 도식을 재건하고 발전시켜 

외상 후 성장을 하게 된다. 

외상 후 성장과 PTSD는 한 연속선상에서의 극과 극 

개념으로 이해되기 쉽다. 긍정적인 성장 개념과 부정적

인 장애증상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. 

흥미롭게도 기존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3)에 

따르면, 외상 후 성장 영역과 일반적인 정서적 적응은 

개념적으로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개별

개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며, 고로, 외상 

후 성장과 심리적 적응은 공존이 가능하다8.9). 같은 맥

락으로, 외상 후 성장과 주관적 안녕감 간 부적 관계가 

있다는 연구도 있지만10),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견

해가 더 팽배한 상황이다11,12). 

1.2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관계: 사회적 지지의 매개

효과 

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져 성장을 

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설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. 중국 

원촨 대지진 생존자들은 지진노출강도가 높을수록 외

상 후 성장이 높았는데, 연구진은 재난피해자가 고통스

럽게 재난을 경험할수록 정서적 도움을 요청하고, 가족, 

친구,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, 이러한 

사회적 지지가 결국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이끌어 내

는 것으로 해석하였다13). 외상 사건 이전에는 좀처럼 시

도하지 못했던 자기노출이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게, 

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평소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지

를 이끌어내게 되는데, 이 자기노출 과정을 통해 개인

은 감정의 해소와 위안을 얻고 친밀감과 사회적 지지 

체계는 더욱 견고하게 구성되는 것이다1,14). 즉, 외상 후 

위기가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. 다음

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관계를 살펴보고자 

하는데,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

있는 까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첫째, 완충효과

(buffering effect)이다. 사회적 지지를 받음으로써, 자신

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, 그 결과 정서적 

고통이 완화되어 개인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15). 둘

째,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경험에 대해 대안적 관점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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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한다.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는 종종 긍정정서를 유

발하고, 이는 Fredrickson16)의 확장-수립이론(The broaden- 

and-build theory)에 따라 사고-행동 레퍼토리를 확장시

켜 외상으로 인해 내 삶이 더욱 발전할 수도 있다는 새

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다. 셋째, 사회적 지지는 

능동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끼쳐 성공적 적응을 촉진시

킬 수 있다1,17). 자기조절능력, 능동적 대처능력은 외상 

후 성장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18), 외상 후 회복의 

사회적 인지이론(social cognitive theory of posttraumatic 

recovery)에 의하면, 사회적 지지를 받은 개인은 높아진 

자기효능감을 경험하고, 이를 근간으로 발달된 능동적 

대처능력은 역경으로부터의 회복을 강화시킨다17). 

1.3 외상 후 위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: 소득의 조절효과 

기존 재난피해자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적 증상을 준

거로 삼고 연구가 진행되었다. 그러나 임상 수준까지

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보다 삶의 

만족감이 저하되어 있는 피해자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. 

그럼에도 불구하고, 임상적 진단준거에 부합하지 않는

다는 이유로 이들은 연구와 치료 두 방면에서 사각지

대에 존재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. 이에 본 연구에서

는 임상적 적응도 대신 일상생활에서의 적응도를 측정

하기로 하였고,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하

여, 다양한 수준의 재난피해자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

하였다. 주관적 안녕감(subjective well-being)은 Ed 

Diener19)가 주창한 단어 및 개념으로 쉽게 말해 ‘행복’

이라고 말할 수 있다. 외상과 삶의 질에 대해 연구한 

문헌들을 해보면, 재난 후 위기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

록 주관적 안녕감은 낮게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20).

여러 외상연구를 살펴보면, 외상 후 적응을 예측하

는 주요 변인중 하나는 소득이다21). 사회경제적수준을 

측정하는데 있어 대표변인인 소득은 재난피해자에게 

현실적,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. 저소득층은 재

난으로 인한 집 붕괴, 실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자력으로 

빠르게 회복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. 재난으로 인

한 집수리, 재건, 이주 등의 비용이 수년이 걸리기도 

하고, 심지어 대를 이어가기도 한다22). 이미 재난 전에 

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적절한 자원과 심리적 안정을 

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, 재난으로 인한 가중된 어

려움을 겪게 되면, 다양한 부적 심리증상을 보이기 쉽

다23). Foothergill와 Peek24)은 재난 후 단계에 있어 사회

경제적수준을 신체와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예

측요인으로 지목하였다. 가난할수록 더 사망자, 부상자

가 많고, 심리적 트라우마를 많이 겪으며, 재난 반응단

계, 회복단계에서 더 많은 장애를 경험한다. 수년전, 국

내에서도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강남의 한 고급아

파트에서 헬기충돌사건이 일어났을 때, 재난피해자들

은 집이 수리될 때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

에 크게 타격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. 이는 재난으로 

집을 잃었을 때, 국가에서 제공하는 군부대, 인근 중고

등학교, 종교시설 등의 임시거주시설에 입소 후 간단

한 식사로 끼니를 해결하며 불편함을 겪는 일반적 상

황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다. 이를 고려해본다면, 

동일하게 외상 후 위기가 클지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

은 낮은 사람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은 상대적으로 높

게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. 

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재난피해

자의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고, 

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

다. 추가로, 외상 후 위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

살펴보고, 소득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

였다.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

과 같다. 

첫째, 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이 클 것

이다. 

둘째,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를 사회

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.

셋째, 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

것이다. 

넷째, 외상 후 위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소

득이 조절할 것이다. 

2. 실험내용 및 방법

2.1 연구대상

본 연구는 2015년 의정부화재사건 피해자 50명과 

2014년 부산침수사건 피해자 150명을 합하여 총 200명 

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.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

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었다. 조

사원들은 연구자들과 훈련된 연구보조원들로서 제 1저

자로부터 사전에 연구목적, 자료수집시 주의사항 등 

관련 교육을 받았다.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정도

였으며, 이 중 응답에 성의가 없거나 한 문항이라도 무

응답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15부를 제외한 총 185명의 

자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. 

2.2 측정도구

각 측정도구는 해당항목 측정에 있어서 신뢰도, 타

당도 측면에서 높은 값을 갖는지와 국내에서 보편적으

로 많이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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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.1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(PRC)
외상 후 위기체크리스트(Post trauma Risk Checklist; 

PRC)는 주혜선과 안현의25)가 개발한 척도로 53개의 문

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. 16점이하는 

저위기 수준으로 보고, 17점-26점은 중위기 수준, 27점 

이상은 고위기 수준으로 분류한다. 하위요인은 개인영

역, 외상영역, 회복환경영역 등 3요인으로 이뤄져있으

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(Cronbach's α)는 각

각 .95, .78, .91로 나타났다. 

2.2.2 외상 후 성장 

외상 후 성장 척도(Post-traumatic Growth Inventory: 

PTGI)는 Tedeschi와 Calhoun1)이 개발한 척도로 21개의 

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. 외상 경험 

후 긍정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측정하며, 

각 문항에 대해 0-5점(0점: 경험 못하였다, 5점: 매우 

많이 경험하였다)사이로 평정한다. 점수가 높을수록 

외상 후 긍정적 변화에 대한 보고가 많은 것을 의미한

다. 본 연구에서 자기지각변화, 대인관계깊이 증가, 새

로운 가능성 발견, 영적관심증가 등 하위요인별 내적 

일치도 계수(Cronbach's α)는 각각 .90, .93, .87, .64로 

나타났다. 

2.2.3 주관적 안녕감

서은국과 구재선26)이 개발한 단축형 주관적 안녕감척

도(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-Being: COMOSWB)

를 사용하였다. 총 9문항으로 7점 척도(1점: 전혀 그렇지 

않다, 7점: 매우 그렇다)에 응답하게 되어있다. 본 척도는 

크게 정서와 삶의 만족도라는 2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

다.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두 

번 평가하도록 하였는데, 한번은 지난 한 달간을 떠올리며 

응답하도록 하였고, 한번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 한 달간을 

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였다. 지난 한 달간의 삶의 만족

도, 긍정정서, 부정정서의 Cronbach's α는 각각 .92, .96, 

.94였고, 재난 전 한 달간의 삶의 만족도, 긍정정서, 부정정

서의 Cronbach's α는 각각 .88, .95, .88이었다. 

2.2.4 사회적 지지 

박지원27)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. 본 척도는 

‘부산 침수피해사건을 경험한 당시의’ 혹은 ‘의정부화

재사건을 경험한 당시의’ 주변사람(가족, 친척, 친구, 

이웃, 전문가 등) 지지에 관한 것입니다. 라는 지시문

으로 시작하였다.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

질문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. 총

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한 것으로 해

석한다. 본 척도는 정서적지지, 평가적지지, 정보적지

지, 물질적지지의 총 4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. 본 연구

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(Cronbach's α)는 각각 .91, .88, 

.91, .82로 나타났다.

2.2.5 소득

‘월급, 이자소득 등 모두 포함하여 당신 가계의 소득

수준은 어떠합니까?’라는 단일문항을 통해 소득을 측

정하였다. 0원-199만원까지를 저소득, 200만원-399만원

사이를 중소득, 400만원 이상을 고소득집단으로 구분

하였다. 

2.3 자료분석

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

분석하기 위해 SPSS 22.0을 사용하였다. 일반적으로, 

p<..05 수준일 경우 그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

고 해석한다. 보다 구체적으로, 자료로 수집된 변인들의 

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분석(correlation 

analysis)을 실시하였다. 외상 후 위기집단별로 성별, 연

령, 교육, 소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분석을 

사용하였고, 이후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위기와 외상 

후 성장을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

(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), Baron과 Kenny28)의 매

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다. 마지막으로 외상 후 위

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

회귀분석을 실시하고, 두 변인간 관계가 소득에 따라 

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. 

3. 실험결과

3.1 인구통계학적 특성

본 연구에 참가한 재난피해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

다음과 같다. 먼저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만 56.19세

(SD=17.12)였다. 성별은 남성 105명(57%), 여성 80명

(43%)로 나타났고, 참가자의 113명(61%)이 기혼상태였

고, 나머지는 미혼, 사별, 동거, 이혼, 별거 순으로 나타

났다. 또한,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이 38%로 가장 많

았다. 경제적 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28%로 가장 많았

고, 200-300만원 집단이 27%로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. 

3.2 외상 후 위기 수준별 성별, 연령, 교육, 소득 차이

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재난

피해자를 저위기집단, 중위기집단, 고위기집단으로 구

분하였고, 각 집단 간에 성별, 연령, 교육, 소득에 차이

가 있는지 카이제곱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. 분석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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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, 세 집단 간에 성별과 학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

나지 않았다, ps> .05. 반면, 연령, 소득수준과 위상 후 

위기수준 그룹 간에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

졌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저연령집단(20-39세)은 저

위기 그룹에 많이 분포되어있고, 고연령집단(60세이상)

은 고위기 그룹에 많이 분포되어있었다. 학력은 무학, 

초졸, 중졸을 1집단으로, 고졸을 2집단으로, 전문대졸, 

대졸, 대학원졸을 3집단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, 외상 

후 위기수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

았다, ps> .05. 소득의 경우, 저소득집단의 56.%가 고위

기 집단에 있었고, 중소득집단의 51.9%가 중위기 집단

에 있었으며, 고소득집단의 50%가 저위기 집단에 분포

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. 외상 후 위기수준별 인구통계

학적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. 

3.3 변인들간 상관

재난피해자의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, 주관적 

안녕감, 사회적 지지, 소득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

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. 주요 변인들 간

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,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

(r=.37, p<.01), 최근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(r=-.35, 

p<.01), 사회적 지지(r=.16, p<.05), 소득(r=-.37, p<.01)과 

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. 보다 구체적으로, ‘외상 후 

위기’와 외상 후 성장관계, ‘외상 후 위기’와 사회적지

지 관계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, ‘외상 후 위기’와 최근 

한 달간의 주관적 안녕감 관계, ‘외상 후 위기’와 소득

관계는 부적(negative) 상관을 보였다. 반면, 외상 후 위

기와 재난 전 한 달 간 주관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상관

이 나타나지 않았다. 이는 가설 1, 3을 지지하는 결과

로써, 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은 크고, 주

관적 안녕감은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.

3.4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: 사회적 지지의 

매개효과

외상 후 위기에 따라 외상 후 성장이 달라지며, 그 

사이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

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뒤, Baron과 Kenny28)가 제

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다. 그 결과는 

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외상 후 위기

가 매개변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

Step Predictor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F

Step1 post-trauma risk social support .23 .10 .17 2.34* .03 5.46*

Step2 post-trauma risk posttraumatic growth .59 .11 .37 5.42*** .14 29.36***

Step3 post-trauma risk
posttraumatic growth

.46 .10 .29 4.86***

.39 58.30***

social support .60 .07 .51 8.68***

N =185. *p <.05, ***p <.001.

Table 2. The mediational role of social support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post-trauma risk and posttraumatic growth

High post-trauma risk
(n=70)

Moderate post-trauma risk
(n=62)

Low post-trauma risk
(n=53)

Gender Male 38 35 32

Female 32 27 21

Age 20-30s 6 14 13

40s 9 7 8

50s 14 16 15

More than 60s 41 25 17

Education level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e 37 20 21

High school graduate 25 25 20

More than college 8 17 12

Income status Low 48 21 19

Moderate 13 26 10

High 9 15 24

Marital status Single 6 13 11

Married 39 42 36

Divorced/Widowed 25 7 6

Table 1.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isaster victim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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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유의하였고(β=.17, p<.05), 외상 후 위기가 종속변인

인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

하였다(β=.37, p<.001).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

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

이 유의하였으며(β=.51, p<.001), 외상 후 위기가 외상 

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(β=.37)보다 

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(β=.29). 따라서 사회적 

지지는 외상 후 위기와 위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부분

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 Sobel27)

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,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

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(Zab=2.11, 

p<.001). 

3.5 외상 후 위기와 최근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: 
소득의 조절효과

외상 후 위기에 따라 재난피해자들이 최근 한 달간 

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, 이 관계가 소

득에 따라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을 

실시하고 이후,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

검증하였다. 회귀분석은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밝히

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계 분석방법이다. 회귀분석 

결과, t값은 -5.06(p=.000)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외

상 후 위기가 최근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

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, 외상 후 위기가 높을수록 

최근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

있다. 회귀모형은 F값이 p=.000에서 25.59의 수치를 보

이고 있으며, 회귀식에 대한 R²=.123으로 12.3%의 설명

력을 보이고 있다. 이후,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. 

일차 독립변수로 외상 후 위기를 원척도의 진단준거에 

따라 저위기, 중위기, 고위기 총 세 집단조건을 설정하

였고, 이차 독립변수로 소득을 저소득, 중소득, 고소득 

조건으로 나누어 넣고, 외상 후 위기x소득을 상호작용

항으로 설정하였다. 마지막으로, 종속변인으로 최근 한 

달간 주관적 안녕감을 입력하였다. 그 결과, 외상 후 

위기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여, 저위기집단(M = 21.45, 

SD = 8.35)이 중위기집단(M = 18.33, SD = 8.76), 고위

기집단(M = 12.86, SD = 10.19)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

높았다, F(2, 179) = 4.88, p< .01. 또한 고소득 집단(M 

= 21.88, SD = 8.42)이 중소득집단(M = 16.02, SD = 

9.53), 저소득집단(M = 15.20, SD = 9.98)보다 주관적 

안녕감이 높았다, F(2, 179) = 5.59, p < .01. 마지막으

로 외상 후 위기와 소득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

게 나타났다, F(4, 179) = 2.66, p< .05. Fig. 1을 보면, 

중위기 수준일 때는 소득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차이

가 크지 않지만, 저위기수준 혹은 고위기수준일 때는 

Fig. 1. Mean scores of subjective well-being as a function of 
post-trauma risk and income level.

고소득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

음을 알 수 있다.

4. 결론 및 고찰

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

위기와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를 알아보고, 사회적 지

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있었다. 아울러, 

외상 후 위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소득이 조

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.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살

펴보면, 첫째, 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이 

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둘째,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

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기존문헌

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결과로써, 사회적 지지가 단순

히 재난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을 넘어 성장을 돕는 강

력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. 셋째, 

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지난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이 

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주목할 만한 점은 외상 후 위기

가 크든 작든 재난발생 전 주관적 안녕감에는 차이가 

없었으나 최근 한 달간의 주관적 안녕감에는 극명한 

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. 이는 재난이 발생한지 짧

게는 10개월, 길게는 18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

여전히 피해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

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. 넷째, 소득이 외상 후 위기와 

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보다 구체적으로, 소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

해 외상 후 저위기 수준과 고위기 수준일 때 주관적 안

녕감이 높았다. 사회 경제적 수준은 교육 수준, 건강, 

주관적 안녕감은 물론이고 정신병리에까지도 강력한 

영향을 미치는 변인인데29), 재난환경에서도 보호요인

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본 연구의 제한점 및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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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. 측정방법의 제한이다. 

재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,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

악하기 위해서는 재난 전과 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

하나 재난이 가진 ‘예측불가’라는 고유특성상, 재난 전 

상황을 측정할 때는 회고방법에 의존하였다. 이는 피

해자의 부정확한 회고 등 오염변인이 섞일 가능성이 

존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 등을 실시함으

로써 본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요구된

다. 재난피해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, 재난이 

외상에 미치는 영향, 관련 변인을 검토한 결론이 대부

분이었다. 그러나 본 연구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맞서

기 위해 인간은 방어기제로 사회적 지지와 물질적 자

원을 사용하고, 이를 통해 재난 후 위기를 극복하고 성

장하려 한다는 모습을 밝혀 재난피해자와 외상에 대한 

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고 볼 수 있다. 특히, 외상 

후 위기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지지

가 매개한다는 것을 밝힌 점은 상담 및 임상과 같은 응

용심리학의 실제장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발견이다. 

현재,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심리사회적 구호서비스

는 경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단발성으로 획일

화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제한되어있는 실정이다. 

그러나 각 피해자별로 나타나는 심리적 양상을 이해하

고,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및 경제적 보상정책을 개발

한다면, 제한된 인력, 금전자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재난

피해자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, 본 연구결과가 

이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

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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